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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비가청 대역의 음파신호를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음파통신에서 딥러닝을 기반한 수신기를 제안하였다. 

사운드 통신에서는 전파통신에 비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채널추정 성능으로 인해 

성능열화가 일어난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확한 채널추정 환경에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비가청 대역의 음파신호를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사운드통신 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음파통신은 전파통신에 비해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장비가 없이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이나 

동영상 컨텐츠에 이식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2]. 하지만, 음파통신의 특성으로 인해 전파통신에 

비해 낮은 채널 추정 성능으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성능이 크게 열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통신시스템을 설계하여 음파통신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했다. 

 

Ⅱ. 본론  

1.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 수신기 

비가청 대역을 이용한 사운드 통신은 처프신호를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1]. 기존 방법의 경우 

채널추정이 부정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음파 신호 

수신기를 제안하였다. 

 

그림 1. 제안하는 음파통신 시스템의 구조 

 

기존 방법에서는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이용하여 

신호를 수신하고 정합필터를 이용하여 envelop 

detection 기법을 이용하여 정합필터 출력을 구하고 이를 

preamble 신호를 기반으로 rake receiver 를 이용해 

신호를 합치는 방식으로 신호를 복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법에서 채널의 변화로 인해 복조가 

잘못 수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그림 1 과 같이 rake 

receiver 가 수행하는 역할을 머신러닝 기법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2. 성능 검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머신러닝 기반의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실측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딥러닝 학습을 위해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기위해 강남역, 서울역에서 약 100,000 개의 

샘플을 수집하였고, 학습과 성능검증에 활용된 데이터를 

구분하여 기존 시스템과 평가를 수행했다. 표 1 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ote 10 Q9 A9 

Proposed 99.76% 99.85% 99.97% 

Rake [2] 44.67% 90.84% 90.99% 

 

표 1 기존 기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결과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통신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의 음파 통신 수신기를 개선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수신기를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에 의하면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기법대비 우수한 수신율을 달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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